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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실적 • 계획서 

(국문) 원주 KSRS 지진관측망 운영 
과저|명 

(영 문) Operation of Wonju KSRS Seismic Array 

주관연구 
한국자원연구소 

기관 

잠여기업 

인건비 54.431 
당해연도 

연구 직접비 346,000 

개발비 
간접비 32,005 

(천원 ) 

겨| 432,436 

L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의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 한국 NDC 구축 

총괄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년차 

총 잠여 

연구원 수 (명) 

j아。~^-I 
--. L二 I그 

。

。

원주 KSRS 관측망을 미공군과 공돔운영 
한반도 및 주변 자료 Database 구축 

나- 평가의 착안점 

。 NDC 운영의 요흩잉 

。 원주 KSRS 운영기술 및 문제점 파악 
。 지속적인 Database 보완 및 내용의 충실성 

(소속) 환경지질연구부 

방재지질연구센터 

(성명) 전 정 수 

1997. 1. 1. - 1997. 12. 31. 

2년차 

4 명 



2.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가-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연구개발 목표 

한국 NDC 구축 

원주 KSRS 관측망을 

미공군과 공동운영 

달성도 

。 NDC 운영 

- 원주 KSRS 지진자료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IDC에 제공 

- 지진발생시 지진특성 분석 

。지진자료처리 기술 확보 

- 각종 Filtering, Beamforming, F-K analysis, 진 앙결정 소프트 

웨어의 정밀도 향상 

。원주 KSRS 상주요원 채용 

- 통상적인 KSRS 운영에 참여하여 운영 노하우 습득 

- MOU 체결 및 향후 독자적인 운영을 위해 원주 KSRS으| 

지진관측장비， 토지 및 부속건물등의 정밀 실사 

- 원주 KSRS의 년간 운영 경비 분석 

。원주 KSRS 운영 협의 

- 원 주 KSRS Upgrade등 주요 사항에 대 해 KSRS 책 임 자 

(M히or Rozzo)와 업 무 협 의 

。 국제 지 진 자료센 터 (lnternational Data Center)로부 터 전 세 계 지 진 

한반도 및 주변 자료 | 정보를 제공받고， 원주 KSRS와 기존 국내 관측망의 자료를 포 

Database 구축 | 함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보완 

。기상청， 대학 등 관련기관에 요청시 지진자료 제공 

나. 상기 평가의 착안점애 따른 목표 달성도에 대한 자체평가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한국 NDC 구축 100 % 

원주 KSRS 관측망을 미공군과 공동운영 100 % 

한반도 및 주변 자료 Database 구축 90% 



방법 3. 연구수행 

가. KSRS 인수 및 운영 

미공군과 한국 외무부 및 과기처간 원주 KSRS 인수롤 위한 MOU 체결 

한미 공동 운영을 통한 KSRS 운영기술 습득 

정상적인 실시간 자료획득 및 제공 비율을 99% 이상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 

독자적인 KSRS 지진관측망 운영기술 확보 

준비 。

。

。

。

나. NDC 설치 및 운영 

UN 군축회의 산하 CTBT에서 한국의 NDC 로서 활동 

KSRS 및 한국내 디지탈 지진관측망(한국자원연구소:Local Network, 대학 

지진관측망)과 연계하여 한반도 및 인접지역에서의 인공 및 자연 지진에 대한 

。

。

종 합적 인 Monitoring 
국제공동 연구를 통한 실시간 자료처리 능력 배양 

NDC를 통해 IDC에 한반도 지진자료를 제공하고 전세계 지진정보 수집 

기존 한반도 지진자료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진 Database 구축 

자연지진과 인공지진의 식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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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및 주변의 지진발생원 및 특성 규명 

한반도 전역의 지진자료 분석을 통해 지체구조 해석 

획득한 지진정보를 관련 기관 및 대학교에 제공하여 

。

。

。

。

※ UN산하 군축회의에서는 CTBT(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체결에 따른 
지하 핵실험을 감시하기 위해 원주 KSRS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우수한 

a-Station을 선정하여 국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였음. 각국의 지 

진자료센터 (National Data Center)는 자국내 관측자료룰 국제지진자료센터 

(l nternational Data Center)어| 제공하고 종합분석된 결과를 제공받는 

50개의 

I nternational Seismic Monitoring System gJ . 



5o Drimary stations of IMS 

그림 1. UN 군축회의 산하 CTBT 수행을 위해 선정된 전세계 주요 50개 
지진관측소 분포도 



4.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가- 연구내용 

。원주 KSRS 운영 

- 원주 KSRS 자료센터내에 자원연구소 사무실 설치 

- 미공군과 자원연구소측 상주요원 합동 근무 

- 원주 KSRS의 정상 가동율이 년간 99% 이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문제 

해결 능력 배양 

- 현재 19개소의 단주기 관측소와 원주 Camp Long 미군기지내 자료센터와는 자 

료 송수신을 위한 유선망이 구축되어 있으나， 유선망의 유지 및 보수에 많은 

인원 및 예산이 소요되며， 관측망 운영상의 대부분의 문제가 유선망에서 발생 

하므로 이롤 일부 무선망으로 대체 작업중 

1) 주파수대역을 할당받기 위하여 오산 미공군과 협의 

川 효율적인 관측소와 중계기의 위치 선정을 위한 지형분석 및 현장 실험 

。원주 KSRS 지진자료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원주 KSRS - 대전 KIGAM과 자료전용선에 의해 실시간 자료 송수신 

- 한반도 및 인접지역에서의 실시간 지진 모니터링 

- 국제지진자료센터와 자료교환을 통해 전세계 지진정보를 제공받아 지진 데이터 

베이스 지속적 보완 

- 진앙， 규모 등 지진요소를 결정하여 기상청， 과기처， 대학 등 관련기관에 자료 

및 정보 제공 

- 1996년 12월 13일 발생한 영월지진과 12월 1 3일에서 1997년 1 월 14일 사이에 

발생한 6회의 여진의 특성 분석 

구분 일시 방위각 Apparant velocity 

본진 1996/1 2/13 04:10 108.997 6.055 

여진 1 1996/1 2/13 04:27 109.392 5.988 

여진 2 1996/1 2/14 06:18 11 1.072 5.903 

여진 3 1996/1 2/15 07:02 11 1.291 5.907 

여진 4 1996/12/20 22:47 11 1.256 5.896 

여진 5 1996/1 2/24 02:34 110.225 

여진 6 1997/01/14 20:05 109.562 5.987 

。지진자료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완 

-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으I source code를 구 

하여 각 소프트웨어의 장단점을 분석 



WONJU KSRS 

L2(B) 
l 

폐G) 

L5(F) L 1(A) L3(C) 톨 

톨 
톨 

808 

819 • 
S09 • 

• • S02 S10 

SP 
S18 507 • • 

• _~_ S01 S03 S1.1 L4(D) 
l LP 

S17 SO6 • • • 
• • S12 

S16 5~5 S04 • • 
+ BB 

'.0 S15. es13 

뺏 S14 • 
BB(E) • 

애
 
-‘ '5 

I 
25 
I 

30 
I 

35 
I 

‘K.ilome‘." 
j 

그림 2. 원주 KSRS으| 지진계 구성도 

( L : 장주기지진계 (6대)， S : 단주기지진겨1(19대). BB : 광대역지진계( 1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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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국의 JSPC(Joint Seismic Program Center)의 Datascope 

2. 미 국의 LLNL(Lawla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의 SAC2αX)(Seismic 

Analysis Code) 

3. 소 련 으I SYNAPSE Science Center으I SNDA(Seismic Network Data Analysis) 

4. 미 국으I IRIS{lncorporated Research Institutions for Seismology)의 

PASSCAL(The Program for Array Seismic Studies of the Continental 

Lithosphere) 

5. 미 국의 CMR(Center for Monitoring Research)의 Geotool 

6. 미 국의 CIRES(Cooperative Institute for Research in Environmental Science) 

의 PITSA(Programmable Interactive Toolbox for Seismological Analysis) 

- 각종 Filtering, F-K Analysis, Rotation, Beamforming, Picking 등의 소프트웨 어 

보완 

- 진앙 결정용 프로그램의 정밀도 향상 

。실시간 지진자료처리를 위해 도입할 소프트웨어 선정 

- 현재 전세계에서 실시간 지진자료처리용 소프트웨어는 미국의 SAIC사， Science 

Horizons사， Kinemetric사에서 개발하였으며， 각 소프트웨어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SAIC사의 제품이 한국의 현실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정 

。향후 KSRS 운영계획 수립 

- KSRS 운영에 필요한 연간 소요 경비 및 장비 토지 등에 대한 현황 조사등을 

조사하여 향후 독자적인 운영계획 자료 확보 

- 원추 자료센터에서 KSRS공동 운영을 통해 운영기술 조기 확보 

: ’97. 7. 1.부터 Gray Clawson을 원주에 파견하여 공동근무를 통해 운영 

노하우 습득 

。원주 KSRS 으| 한국측 이관을 위한 미대표단과 협의 및 MOU 체결 사전 준비 

- 1997. 1. 22. : 자원연， 국방부， 과기처， AFTAC 

원주 KSRS 관련 토지 및 시설에 대한 현장답사 

- 1997. 7. 22. : 최종 MOU에 대한 양측의 최종 입장 조정 

- 1997. 9. 23. : 한국측 최종 MOU어| 대한 미국측 추장 조정 

* 향후 추진일정 

- ‘98. 1. 과기처， 자원연， 국방부 및 미군 SOFA 담당자간 실무협의 

- ‘98.5. 한미합동위원회 시설분과위원회 SOFA 협정 승인 

- ‘98.6. 한미합동위원회 MOU 처|결 

oUN 군축회의 산하 CTBTO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대표로 국익 대변 

- 1997년 1, 2, 3차 CTBT PrepCom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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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처리 소프트웨어에서의 미국 SAIC사의 실시간 지진자료처리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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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8월 CTBT관련 Workshop에 전문가 파견 

- 1997년 1, 2, 3, 4차 실 무작업 반(Working Group) B회 의 참석 

- 1997년 1, 2, 3차 실무작업반 A회의 잠석 

※ CTBTO(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Office)는 CTBT협 약을 준수하고 

감독하기 위한 기관으로， 1999년 정식 출범하기 위하여 현재 주비위원 

회인 PreComol 가동중임. Precom은 임시기술사무국， 실무작업반 A, B로 

구성되어 있음. 

。포항 STS 광대역 관측소률 ’97. 11. 27 대전 연구소내로 이전 

- 포항 관측소 지역의 경우 고가도로신설 등 주변잡음이 증가하여 양질의 지진 

자료획득이 어렵고，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대 1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16bit ND board를 사용하므로써 관측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읍. 
- 장비교환은 나고야대학， 관측소 설치 및 운영은 자원연이 담당하고， 획득된 자 

료는 공동이용하기로 합의 

- ‘97. 11. 25 - 12. 2. 지진계를 제외한 모든 장비를 고성능 장비로 대체하여 대 

전 연구소내 터널에 설치하여 양질의 지진자료룰 12. 3.부터 정상적으로 획득 

즈
 
{ 
]여

。
 

운
 

구분 포항 관측소 대전 관측소 

관측소명 PHN TJN 

관측소 위도 36 0 3.421 ’ 36 0 22.620’ 

위치 경도 1290 14.237' 127" 21 .832’ 

고도 60 m 

VLP : 0.1 sample/sec, 

continuous method LP : 4 sample/sec, 

LP 1 sample/sec, continuous method 
기록방식 

trigger method BRB : 20 sample/sec 

BRB : 10 sample/sec, continuous method 

trigger method 

저장방식 Magnetic cassette tape 640Mb MO disc 

ND Converter 16 bit 24 bit 

Communication Modem Modem / TCP/IP 
기록계 

Radio Signal 
트...，서 o 

Time Calib. GPS 

Visualization N/A Monitor / Drum Recorder 

Data Retireve 월 1 회 수시 



나- 연구결과 

。원주 KSRS 운영 

。원주 KSRS 지진자료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진자료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완 

。실시간 지진자료처리를 위해 도입할 소프트웨어 선정 

。향후 KSRS 운영계획 수립 

。원주 KSRS 으| 한국촉 이관률 위한 미대표단과 협의 및 MOU 체결 사전 준비 

。 UN 군촉회의 산하 CTBTO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대표로 국익 대변 

。포항 STS 광대역 관측소를 ’97. 11. 27 대전 연구소내로 이전 



5. 연구 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미국 SAIC사에서 도입할 실시간 자료처리 시스템은 미공군과 20여년에 걸쳐 약 

4，000만불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것으로， 이미 미공군에서 사용중이며， 원주 KSRS와 유 

사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 도입하여 운영중인 시스템임. 그러 

나 이 시스템의 도입가격은 모든 H/W 및 S/W 툴 포함하여 US $399，553임 . 따라서 1997 

년의 예산과 1998년의 예산을 합하여 도입하고자 함. 

6. 연구성과 

- 학술논문 : 국내 5 편， 국제 2 편 

- 학술회의 논문발표 : 국내 1 편， 국제 1 편 

구분 
발표자 

논문제목(년도) 
학술지명 국내} 

(참여자) (Vol, No, Page) 국외 

논문 
영월지진과 최근 한반도의 지진활동(1997) 

한국지진공학회 
국내 l 

게재 
전명순 

제 1 권 1 호， p3-14 
논문 지헌철 

영월지진의 진원요소(1997) 
한국지진공학회 

국내 l 
게재 강익범 제 1 권 1 호， p15-20 
논문 전명순 한국의 초기계기지진자료 분석 - 1905-1942 한국지진공학회 

국내 l 
게재 전정수 (1997) 제 1 권 1 호， p41-48 
土Lζ- 드 ‘4프- 전명순 

파형분석에 의한 영월지진의 특성 (1997) 
한국지진공학회 

국내 
게재 지헌철 제 1 권 1 호， p67- 76 
上Lz-;E나E-

전명순 최근 한반도의 지진발생과 지진관측(1997) 
자원연 논문집 

국내 
게재 저11 권 1 호， p14-31 
上Lg- 드 ι크-

전명순 지진| 한반도의 지진발생과 지진관측(1997) 대한지질학회 국내 
발표 

논문 Numerical modeling In Seismic data for 극동아시아 지진학회 
~까그。 -「l 님 C그4 국제 

게재 scattering effects( 1997) Vol.3, No.2, p69-88 
뇨L-;- 드 ‘:E- 전명순 Crustal 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 극동아시아 지진학회 

게재 강익범 from Broadband data(1997) 
국제 

Vol.3, No.2, p69-88 
논문 

발표 
전명순 한반도의 지진활동 및 특성 (1997) 한불 공동세미나 국제 



7. 차기년도 연구개발 계획 

가- 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 변화 

원주 KSRS 책임자에 의하면 ‘98년 6월 중에 MOU.가 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MOU가 체결되면 현재 11 명으로 구성된 운영요원 중 대부분이 철수하고 필수요원만 원 

주 KSRS어| 잔류하게됨. 따라서 MOU가 체결되면 즉각적으로 최소 4인의 기술원이 원 

주에 상주하여야만 하며. 1-2년의 공동운영기간 갖고， 그 후에는 자원연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MOU가 체결되면 원주 상주요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미국 

플로리다 AFTAC 본부에서 3-47H 월의 교육 · 훈련을 수행하고 1 -2년간의 공동운영기간을 

통해 실제적인 운영능력을 배양하여야 함. 따라서 MOU 처|결이전에 원주 KSRS 상주 

요원에 대한 충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함. 

나.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 당해연도 목표 및 내용 

。 한반도 및 인접지역에서의 지진 및 핵실험 모니터링 

。 한국 NDC 운영 

。 한반도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진자료 Database 구축 

- 최종목표 및 내용 

。원주 KSRS(Korea Seismic Research Station) 지진관측망 운영 

=? 한반도 및 주변부에서의 인공 및 자연지진 Monitoring 

。 UN CTBT(핵확산금지조약)하에서 국내지진자료센터(National Data Center)를 구축 

하고 이를통해 국제자료센터(lnternational Data Center)으| 일원으로 활동. 

걱 한반도 주변부 및 전세계 지진자료/정보 획득 및 Database 구축 

。지하 핵실험 탐지 및 기술개발 

=? 한국의 국방 및 국제 군축회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한국의 외교신장 

。지진자료 분석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지진발생 매카니즘 및 지체구조 규명 

=} 지진예보를 통한 방재에 이용 



다. 연구추진계획 

세부 월 단위 추진계획 

연구분야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1 10 1 11 1 12 

1 

1. 원주 KSRS 운영 원주에서 미군과 공동운영을 통해 운영 

기술 습득 및 독자적 운영체계 준비 

• 
2. 실 시 간 Monitoring 

실시간 인공 및 자연지진 모니터링 

• 

3. 지진자료 분석 
인공 및 자연지진 구별， 

지진원 특성 분석， 

지진자료처리 소효 E 워|어 보완 및 개발 

. 
4. Database 보 완 지속적인 지진자료 보완 

원주 KSRS 자료 및 국내 지진자료 종합 

• • 
5. KSRS 인수작업 최종 MOU 체결을 위한 한미간 합의 계속 

MOU 체결후 KSRS 운영계획 확립 

라. 연구평가시 착안점 

。원주 KSRS 및 NDC 운영이 효율성 

。지진자료처리기술 확립 정도 

O지속적인 Database 보완 및 내용의 충실성 

• 

• 

• 

• 

비 고 



마- 소요연구비 내역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비목 
비목 l 구분 

(199끼 (1998) (199. . ) 
비고 

번호 비율( 비율( 비율( 
금액 금액 그액 

%} %} %} 

내부인건비 54,431 12.6 56,000 6.8 

2 개발보전금 32,005 7.4 31 ,001 3.8 

- 간접비 32,005 31 ,001 

- 개발준비금 

3 외부인건비 88,248 20.4 143,000 17.5 

4 직접경비 252,963 58.5 582,128 71.3 

- 여비 20,862 50,575 

-기술정보활동비 27,765 27,817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178,000 405,000 

- 재료 및 전산처리비 6,532 24,280 

- 시작품 제작비 

- 수용비 및 수수료 19,804 74,456 

5 연구관리비 4,789 1.1 4,872 0.6 

- 인센티닙 4,592 

- 하위과제평가비 280 

6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사업비 총액 432,436 817,001 



바. 참여연구원 현황 

ACi{ D < :j, 〈속부서 직위 

전명순 환경지질부 책연 

전정수 환경지질부 선연 

지헌철 환경지질부 선연 

강익범 환경지질부 선연 

사- 기타중요 변경사항 

。{드프 
w. t그) 

전공 

학위 년도 

박사 90 

박사 95 

박사 92 

박사 94 

및 학위 인건비 

참여율 계상액 비고 
전공 학교 (%) (천원) 

지진학 Uppsala대 60 24,869 

지구물리 연세대 60 20,570 

지구물리 텍사스A&M 20 6,348 

지구물리 텍사스대 13 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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